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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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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오 소스 소 트웨어(OSS: Open Source Software)를 사용한 빠른 개발 방식이 많은 심을 받고 있다. 오 소스 

소 트웨어 사용이 IT 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극 이면서 빠르게 응할 수 있고,  세계의 수많은 개발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오 소스 소 트웨어 특성상 신속한 개발, 검증  용이 용이하며 기 투자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 소스 소 트웨어 진입 장벽, 오 소스 소 트웨어의 성능  신뢰성에 한 잘못된 인식, 기술 지원에 한 염려,
한 오 소스 소 트웨어의 선택, 품질의 문서 등의 문제 으로 인해 오 소스 소 트웨어 도입  사용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 트웨어 연구개발 과정에서 오 소스 소 트웨어를 활용하는 정도에 향을 미치는 기술

, 조직 , 환경  요인을 식별하고 오 소스 소 트웨어의 활용이 연구개발에 참여 인 개인의 업무 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측정도구를 작성하여 오 소스 소 트웨어를 활용하여 소 트웨어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

험이 있는 소 트웨어 개발자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 자료 분석 결과  오 소스 소 트웨어가 가져다주는 기술  혜택

은 오 소스 소 트웨어의 활용도와 사용자 만족도에 향을 주는 반면, 기술  험은 오 소스 소 트웨어의 활용도와 

사용자 만족도에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 트웨어 연구개발 과정에 오 소스 소 트웨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략 인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 된다.

Abstract  Open Source Software (OSS) is a new paradigm for software development. The system is based on the
notion of giving software (including sources) away for free, and making money on services, customizing and 
maintenance. For these reasons, many software companies have considered adopting and using OSS in Software R&D.
A variety of factors may influence the use of decision making of OS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use decision of OSS and the job performance of OSS usage in software R&D.
A research model was suggested based on the TOE Framework and Information Systems Success Model. These 
findings show that technical benefits of OS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OSS use. The technical benefits of OSS, and
organization context, in turn,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use of OSS. On the other hand, the technical risks of 
OSS and the environment context have no effects on OSS use. In addition, OSS use and user satisfaction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individual job performance. This research contributes towards advancing the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the OSS Benefits and Performance in Softwar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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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소 트웨어 산업은 표 인 지식 산업이자 21 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기간산업으로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연구 개발  지  노동의 투입이 월등히 높은 지식 집

약  고부가가치산업이다. 그리고 그 핵심인 소 트웨어

는 자동차, 조선, 에 지, 의학과 같은 통산업과의 융
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하여 이러한 산

업의 로벌 경쟁력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엔진으로서도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환
경 속에서 기업들은 비용, 고효율로 빠른 소 트웨어 

개발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오 소스 소 트웨어(OSS: Open 

Source Software)를 사용한 빠른 개발 방식이 많은 심
을 받고 있으며, 오 소스 소 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

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1]의 보고서에 
따르면 오 소스 소 트웨어는 약 80%의 상업용 소
트웨어의 제작과정에 활용될 것이고 2016 년까지 최소 
95%의 IT 조직들이 요한 기업 IT 포트폴리오에 오
소스 소 트웨어를 이용할 것으로 측하고 있다. 이미 
오 소스 기술들은 완숙한 수 에 도달했으며, 기업의 
총 소유비용(Total Cost of Ownership)을 낮추고 투자 
수익(Return of Investment)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으며, 오 소  소 트웨어의 도입을 무

시할 경우 경쟁과정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 소스 소 트웨어 사용이 

IT 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극 이면서 빠르게 응할 

수 있고,  세계의 수많은 개발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지
는 오 소스 소 트웨어 특성상 신속한 개발, 검증  
용이 용이하며 기 투자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

이다([2]).
하지만 오 소스 소 트웨어 진입 장벽, 오 소스 소

트웨어의 성능  신뢰성에 한 잘못된 인식, 기술 지
원에 한 염려, 한 오 소스 소 트웨어의 선택,  

품질의 문서 등의 문제 으로 인해 오 소스 소 트웨어 

도입  사용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오 소

스 소 트웨어에 한 다양한 분석들이 이루어졌으나 실

제 산업 장에서 소 트웨어 연구개발에 오 소스 소

트웨어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 연구 결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 트웨어 연구개발 과정에서 

오 소스 소 트웨어를 활용하는 정도에 향을 미치는 

기술 , 조직 , 환경  요인을 식별하고 오 소스 소

트웨어의 활용이 연구개발에 참여 인 개인의 업무 성

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
트웨어 연구개발 과정에 오 소스 소 트웨어를 활용하

고자 하는 기업에게 략 인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 된다.

2. 이론적 배경 

2.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OSS)의 개념과 관련 연구 

오 소스 소 트웨어란 일반 으로 라이선스 요 이 

무료이면서 소소코드가 오 되어 있어 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수정하여 배포할 수 있는 소 트웨어라고 정

의된다([3]). 
OSI(Open Source Initiative)의  기 에 따르면, 사용

자가 소스코드를 해석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

고 있다면 오 소스 소 트웨어를 개량하여 사용  재

배포 하거나 다른 소 트웨어 개발 과정에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소스코드를 공개한다고 해서 모두 오 소스 소 트웨어

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OSI 조건에 명시된 사항들
을 충족시켜야 하며 소스코드 자체를 사고 는 행 는 

허락되지 않는다([4]). 다만, 오 소스 소 트웨어를 사

용자들이 쉽게 근할 수 있도록 패키지화하고 오 소스 

소 트웨어의 유지 보수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

은 가능하다. 상용 소 트웨어를 사용하기 해 라이선

스를 수해야 하듯이 오 소스 소 트웨어를 사용하기 

해서도 라이선스를 반드시 수해야 한다. 이를 반
할 경우 해당 오 소스 소 트웨어에 한 사용 권리가 

박탈되고, 제품화 한 경우에는 제품 매도 지된다

([5]). 따라서 오 소스 소 트웨어의 활용 시 오 소스 

소 트웨어가 제공하는 가치에 한 고려와 더불어 활용 

시 발생하는 험 요인에 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오 소스 소 트웨어 도입에 련하여 개인 는 기

업의 행동을 이해하기 한 연구들은 주로 End-User 입
장에서 상용 소 트웨어의 체재로 오 소스 소 트웨

어를 도입하기 한, 도입 결정 요인과 도입 효과 등을 
주제로 수행되었다. [6]은 Fortune 선정 1000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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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기반으로 Linux, Firefox, Apache Web Server 
와 같은 오 소스 소 트웨어를 도입한 기업의 조직  

특징을 연구하 다. 오 소스 소 트웨어 도입 시 반드

시 고려해야 할 오 소스 소 트웨어의 험요인(Risk)
에 한 연구로서 [7]은 오 소스 소 트웨어를 개발자

가 아닌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했을 경우 느껴지는 부족

한 사용성을 오 소스 소 트웨어의 험요소로 주장하

고, [8]은 오 소스 소 트웨어의 HCI (Human 
Computer Interface) 측면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오
소스 소 트웨어 도입 시 이 부분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9]는 조직의 오 소스 소 트웨어

의 도입에 한 연구는 해당 조직의 비즈니스 략을 바

탕으로 도입 유형을 나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다. 
반면에 오 소스 소 트웨어 통합에 하여  [10]는 

소 트웨어 연구개발 조직의 체계 인 오 소스 소 트

웨어 통합은 생산성과 품질을 높여 다고 주장하 고, 
[11]은 국 소 트웨어 기업 사례를 통한 실증  연구

를 바탕으로 오 소스 소 트웨어 통합에 가장 필요한 

작업은 오 소스 소 트웨어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것임

을 입증하 다. 부분의 연구가 기업 측면에서 오 소

스를 도입에 을 맞춘 반면에 소 트웨어 연구개발 

과정에 활용되는 오 소스 소 트웨어에 한 연구는 미

미한 실정이다.

2.2 기술 – 조직 – 환경 프레임워크

[12]는 기술 신 도입과 련한 연구에서 기술-조직-
환경(Technology – Organization - Environment) 
임워크를 구축하 으며 조직이 기술 신을 도입하고 구

하는 과정에서 기술  요인, 조직  요인, 환경  요인

에 향을 받는다고 하 다. 이 , 기술  요인은 기업

과 련된 내, 외부의 기술 모두를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뿐만 아니라 로세스와 장

비들도 포함된다고 하 다. 조직  요인은 기업의 규모, 
경  구조, 인력  직원 결속력과 같은 기업의 특징과 
자원을 의미한다. 그리고 환경  요인은 산업의 구조  

규모, 기업의 경쟁업체들 그리고 규제 환경 등을 포함하
고 있다. 이 세 가지 요인은 기술 신을 한 제약과 가
능성을 모두 나타내며 조직이 새로운 기술의 필요성을 

악하고 이를 검토하고 도입하는 방식에 향을 미친다

(Figure 1 참조).
이러한 TOE 모델은 조직간 정보시스템(IOS:  

Inter-organizational Systems)의 도입([13]), e-business 
의 도입([14], [15]),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의 도입([16]), 오 소스 소 트웨어의 도입([17]) 
그리고 최근의 클라우드 컴퓨 의 도입([18])과 같은 기
술 신 도입 요인을 설명하는데 사용되었다. 

[17]의 자들은 89 개 회사를 상으로 face to face 
인터뷰를 실시하여 오 소스 소 트웨어의 도입 요인 연

구에 TOE 임워크를 활용하 다. 오 소스 소 트

웨어 도입의 기술  요인(지각된 혜택, 지각된 장벽, 지
각된 호환성), 환경  요인(시장의 불확실성), 조직  요

인(인 라 복잡성, 사용 인 시스템 만족도)로 나 어 

연구하 다. 그 결과, 지각된 장벽, 지각된 호환성, 사용 
인 시스템에 한 만족이 오 소스 소 트웨어 도입에 

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오 소스 소 트웨어가 제공하

는 혜택보다 도입능력이 더 높은 향을 미치며, 도입에 
해 수동 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앞서 설명한 오 소스 소 트웨어 도입 유형 

 ‘오 소스 소 트웨어 배포’에 한 연구이고 오 소

스 소 트웨어가 활발하게 도입되기 이 의 수행된 연구

라는 에서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External Task 
Environment
- Industry 
  Characteristics 
  and 
  Market Structure 
- Technology 
  Support 
  Infrastructure 
- Government 
  Regulation 

Organization
- Formal and
  Information 
  Linking 
  Structure
- Communication
  Process
- Size
- Slack

Technological
Innovation 
Decision
Making

Technology 
- Availability

- Characteristics

Fig. 1. Technology-Organization-Environment Framework

2.3 정보시스템 성공 모형 

정보시스템의 성과를 정의하는 들은 다양하게 존

재하며 1980 년 부터 정보시스템의 성과 평가를 한 

다양한 측정치들이 개발되기 시작하 고 이에 한 연구

들이 많이 수행되어왔다. 이러한 정보시스템 평가에 
한 연구 에서  가장 표 인 모델은 [19]의 정보시스
템 성공모델이다. 이들은  정보시스템의 산출물 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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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 이션 시스템의 메시지로서의 정보를 정의하여 그

것이 각각 다른 수 에서 측정될 수 있음을 제시하 다. 
그들은 그들의 모델이 발표된 지 10 년 후 기존 모델에 
한 많은 연구들의 평가에 기반을 두어 개선된 정보시

스템 성공 모델을 제안하 다(Figure 2 참조). 정보 시스
템은 정보, 시스템, 서비스 품질 에서 평가되고 이 

요인들은 사용, 사용의도, 사용자 만족에 향을 주며 사
용 결과로서 정 이거나 부정 인 효과(Net Benefit)
에 향을 다는 모델을 제시하 다([20]).

[21]은 [20]의 연구를 바탕으로 오 소스 소 트웨어

의 성과평가 모형을 제시하고, 오 소스 소 트웨어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범주를 소 트웨어 품질과 커

뮤니티 서비스 품질로 제시하 고, 이를 통해 개인 성과
에 향을 미치는 모형을 제시하고 그 향과 우선 순

를 제시하 다. 그러나, 이 연구는 Linux, MySQL 과 같
은 오 소스 소 트웨어 사용 주의 연구이고 응용 소

트웨어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오 소스 소 트웨어 활

용에 향을 주는 요인과 활용성과 측정에 해서는 연

구된 바가 없다.

Net 
Benefit   

System 
Quality 

Information  
Quality 

User
Satisfaction  

System  
Quality 

Intention 
to Use Use

Fig. 2. Updated Information System Success Model   
(DeLone & McLean, 2003)

3. 연구의 설계 및 방법론

3.1 연구 모형과 가설 

본 연구는 [20]의 정보시스템 성공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 소스 소 트웨어 활용성과 측

정항목  하나인 ‘오 소스 활용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하여 기술-조직-환경 임워크

([12]를 근거로 하여 확장된 연구 모형을 설계하 다. 
한, [22]는 아웃소싱 의사결정 임워크 (Outsourcing 
Decision Framework) 를 통해 기술을 혜택과 험으로 
구분하고 도입  활용 요인을 설명하 다. 
이를 기반으로 오 소스 소 트웨어 활용성과를 측정

하기 하여 정보시스템 성공 모델  기술을 설명하는 

시스템 품질 (System Quality)항목을 오 소스 소 트웨

어의 기술  혜택과 오 소스 소 트웨어의 기술  험

으로 구분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 다. 
[23]은 비용이 게 드는 기술일수록 조직에서 활용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 다. 이런 측면에서 오 소스 소

트웨어는 라이선스 비용이  없기 때문에 비용에 

한 이 이 있다. [24]는 낮은 라이선스 비용은 오 소

스 소 트웨어의 요한 활용 요인이며 오 소스 소 트

웨어를 도입한 조직은 비용 감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

다. 따라서, 낮은 비용은 오 소스 소 트웨어 활용의 

기술  혜택이라고 단할 수 있다. 그 외에 소 트웨어 

민첩성 한 오 소스 소 트웨어 활용의 기술  혜택이

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오 소스 소 트웨어 활용 시 반드시 고려해

야 할 기술  험 요인이 존재한다. [25]는 오 소스 소

트웨어 합한 선택의 어려움, 낮은 문서 품질, 법  

험 등을 오 소스 소 트웨어의 험요인이라고 정의

하 다. 오 소스 소 트웨어의 활용 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고 소스코드를 통한 지속 인 개선을 자체

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이 있다([8]). 와 같은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오 소스 소 트웨어 기술  특성과 오

소스 소 트웨어의 활용도   사용자 만족도와의 

계가 설정될 것이다.
한편 오 소스 소 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품질(Service Quality) 항목은 제외하 다. 한, 본 연구
는 소 트웨어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정 목 을 해 활

용되는 오 소스 소 트웨어의 활용에 한 연구이기 때

문에 정보 품질(Information Quality) 항목도 제외하 다. 
오 소스 소 트웨어 활용도는 소 트웨어의 품질, 정

보의 품질로 변되는 기술  특성 이외에도 활용 조직의 

특성과 외부 환경의 특성에 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

술-조직-환경 임워크([12])를 근거로 조직  요인과 

환경  요인도 독립변수로 포함하 다. [18]의 연구 결과
에 의해 조직  요인을 경 진지원(Top Management 
Support),  기술역량(Technology Readiness)으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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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환경  요인을 경쟁압력(Competitive Pressure), 
고객압력(Trading Partner Pressure)의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 다. 

한, 소 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오 소스 소 트웨

어 활용 시 필요한 기능만을 선택 으로 사용하게 되므

로, 다른 향 요인들을 배제한 조직 차원의 성과는 실제
로 측정하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26). 본 연
구에서는 [20]이 제시한 모델에서 순익(Net Benefits) 항
목은 개인 차원의 업무 성과로 한정하 다. 이에 본 연구
의 모형을 Fig. 3 과 같이 설정하고 그  다른 가설을 제

시하 다. 

ORGANIZATION

- Technological 
 Competency 
- CEO’s Support

ENVIRONMENT

- Customers’
  Interest
- Competition 

Use of 
OSS

User 
Satisfaction 

Work 
Performance 

TECHNOLOGY
- Technological 
  Advantage 
- Technological
 Disadvantage 

H1-1

H1-2
H2-1

H2-2

H3-1

H3-2
H4-1

H4-2

H5

H6

H5

Fig. 3. Conceptual Research Model

H1: 오 소스 소 트웨어가 주는 기술  특성은 오

소스 소 트웨어 활용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H1-1: 오 소스 소 트웨어가 주는 기술  혜택이 높

을수록 오 소스 소 트웨어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H1-2: 오 소스 소 트웨어가 주는 기술  험이 높

을수록 오 소스 소 트웨어 활용도가 낮아질 

것이다.

H2: 오 소스 소 트웨어가 주는 기술  특성은 사용

자 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H2-1: 오 소스 소 트웨어가 주는 기술  혜택이 높

을수록 오 소스 소 트웨어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H2-2: 오 소스 소 트웨어가 주는 기술  험이 높

을수록 사용자 만족도가 낮아질 것이다.

H3: 조직  특성은 오 소스 소 트웨어 활용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H3-1: 조직의 기술역량이 높을수록 오 소스 소 트

웨어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H3-2: 경 진의 심이 높을수록 오 소스 소 트웨

어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H4: 환경  특성은 오 소스 소 트웨어 활용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H4-1: 오 소스 소 트웨어에 한 고객의 심이 높

을수록 오 소스 소 트웨어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H4-2: 경쟁 환경이 강할수록 오 소스 소 트웨어 활

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H5: 오 소스 소 트웨어 활용도가 높을수록 업무 성

과는 높아질 것이다.
H6: 사용자 만족도가 높을수록 업무 성과는 높아질 

것이다.

3.3 연구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모형에 사용된 각 항목을 통계

으로 검증하기 해 각 변수의 조작  정의와 측정항목

을 설명하 고, 각 항목은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 먼  오 소스의 기술  혜택은 [12]과 [24]의 연구
를 바탕으로 필요한 기술 획득에 있어, 소 트 개발에 있

어, 한 유지보수에 있어 비용 감 효과를 측정하 다. 
한 민첩한 응성, 성능개선의 용이성, 그리고 변화
응의 용이성을 측정하 다. 
그리고 오 소스의 기술  험에 하여는 이  연

구에서 제시한 것을 토 로 정리하 다([22]). 기능  

성능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 요구사항에 합한 오 소

스 소 트웨어 선택의 난이도, 문서의 정보 품질 수 , 
라이센스 이해의 어려움, 등 총 6문항이 제시되었다. 
조직  특성에서 내부기술역량은 주로 OSS 기술공유

정도, 숙련도,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3개의 
문항이 제시되었다. 경 진의 심과 지원에는 [16]과 
[18]의 연구를 토 로 3개의 문항이 제시되었다. 
환경  특성에 하여는 오 소스에 활용에 한 고

객의 심  요구 정도에 하여 2문항 , 그리고 경쟁업
체의 오 소스 활용정도에 하여 2문항을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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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7]). 
한편 오 소스 활용도에 하여는 그 활용하고 있는 

정도에 하여 오직 한 문항으로 측정하 다. 그리고 사
용자 만족에 하여는, 오 소스의 성능, 신뢰성, 사용 
용이성, 유지보수성에 하여 총 5문항으로 측정하 다 

([28], [29]). 마지막으로 업무성과에 하여는 오 소스 

사용 후 업무 효율성, 생산성, 결과물, 그리고 지식  기
술의 향상 정도를 총 4문항으로 측정하 다 ([28]) 

3.4 자료의 수집 

소 트웨어 연구개발 조직에서 오 소스 소 트웨어

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개인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 본 설문은 설문조사 도구인 ‘Qualtrics’로 작성되
어 온라인 설문 조사 문 회사인 틸리언(Tillion) 패
과 소 트웨어 연구개발 직군을 상으로 실시되었다. 
실제 기업의 소 트웨어 연구개발 조직의 오 소스 소

트웨어 활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총 103 명의 자료를 
통해 분석하 다. 설문 조사 기간은 2015 년 4 월 23 일
부터 29 일까지 시행하 다.

3.5 분석 도구 및 분석 방법  

표본의 특성  요인분석을 해 SPSS 21 을 사용하
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  타당성 검증을 하여 

SmartPLS 3.0 을 사용하여 확인  요인 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를 실시하고, 가설 검증을 
하여 SmartPLS 3.0 을 통한 경로 분석을 실시하 다.

4. 연구결과 및 분석 

4.1 표본의 특성 

본 설문에는 총 271 명이 참여하 으나, 오 소스 소

트웨어를 활용하여 소 트웨어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

험이 있는 소 트웨어 개발자 상으로 설문을 제한하여 

최종 103 명을 상으로 분석을 실시하 다. 성별은 남
성 87 명(84.5%), 여성 16명(15.5%)로 구성 되었으며, 
연령은 30 의 비율(49.5%), 40 의 비율(36.9%)의 비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 트웨어 기업의 연구개발자 연령 특성상 30 와 

40 의 비 이 높았다. 오 소스 소 트웨어가 기업의 

소 트웨어 연구개발에 도입된 지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활용 경력이 10 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결
과가 부분(89%)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어 소 트

웨어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오 소스 소 트웨어 사용 성

숙도가 아직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2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이용하여 연구 모형을 검증 하고
자 한다. 먼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측정모형 검증 단계와 변수와 변수와의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구조모형 검증의 두 단계로 나 어 검증한다

([30]). 

4.2.1 측정도구 신뢰도 검증 

신뢰성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상이나 상을 얼마나 

일 성 있게 측정하 는가를 의미한다. 신뢰성

(Reliability)은 동일한 개념을 독립된 측정 방법으로 측
정할 경우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측정도구의 

정확성이나 정 성을 나타내며, 아울러 측정문항들이 해
당 변수를 하게 반 하 는가를 나타낸다([31]).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학 실증연구에서 가장 일반 으로 사

용되고 있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한 내  일

성(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평가를 통하여 신
뢰성 분석을 수행하 다. 일반 으로 Cronbach's Alpha 
계수가 정기 인 0.7 이상이면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32]). Table 1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Cronbach's 
Alpha 계수는 모두 권장치인 0.7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PLS 결과로 나
타는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는 Cronbach's 
Alpha와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두 0.7이상으
로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4.2.2 측정도구 타당성 검증 

SmartPLS 3.0 을 이용하여 요인 재치(Factor 
Loading)를 사용하여 집  타당성 검사를 하 다. 일반
으로 요인 재치가 0.6 이상일 경우 집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1에 제시된 바
와 같이 모든 측정항목의 요인 재치는 권장치 이상으

로 나타났으며, AVE 값의 기 인 0.5 이상으로 나타나 
집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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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Items  Factor 
Loading AVE CR Cron-

bach’s Alpha 

Technological 
Advantage 

TA1 .826

.662 .886 .830
TA2 .734
TA3 .854
TA4 .834

Technological 
Disadvantage

TD1 .776

.589 .851 .777
TD2 .730
TD3 .781
TD4 .782

Technical 
Competency 

TC1 .931
.844 .915 .817

TC2 .906
CEO’s
Support

CS1 .960
.926 .961 .920

CS2 .964
Customers’ 

Interest
CI1 .952

.899 .947 .861
CI2 .944

Competition
CO1 .952

.899 .947 .888
CO2 .944

User
Satisfaction 

US1 .789

.551 .859 .797
US2 .834
US3 .707
US4 .698
US5 .670

Use of OSS UO1 1.000 1.000 1.000 1.000

Performance

PF1 .896

.754 .924 .890
PF2 .882
PF3 .892
PF4 .800

Table 1. Reliability and Convergent Validity Analysis

별 타당성은 [33]의 연구에서 제시한 평균분산추출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사용하 다. 해
당 변수의 AVE 값이 0.5 이상이고 그 변수와 다른 변수 
간 상 계수의 제곱보다 클 경우 별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별 타당성은 Table 3과 같이 각선
에 굵게 표기된 각 변수의 AVE 제곱근 값이 좌측과 하
단에 표기된 각 변수 간의 상 계수 값보다 클 경우 

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33]). 본 연구의 분
석결과는 Table 2에서 보듯이  AVE 의 제곱근 값이 다
른 모든 변수들의 상 계수 보다 크게 나타나 별타당

성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Table 2. Discremenant Validity Analysis
CS CO CI US TC UO PF TA TD

CS .937 .
CO .489 .948
CI .601 .490 .962
US .326 .463 .391 .742
TC .517 .462 .573 .462 .919
UO .435 .453 .616 .462 .653 .1
PF .474 .591 .444 .641 .657 .640 .868
TA .500 .603 .576 .629 .668 .663 .780 .813
TD -.507 -.471 -.458 -.333 -.552 -.444 -.504 -.491 .768

4.3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 모형의 분석을 해 구조방

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을 사용
하 다.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SmartPLS 
3.0 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500 개의 리샘 을 생성하여 가설검정을 실시하 다, 그 
결과는 Table 3와 같이 요약되었다. PLS(Partial Least 
Squares)에서는 따로 모델 합도를 제시하지 않고 종속

변수의 R2 값을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다([34]). 분석 결
과, 오 소스 활용은 0.566으로 나타났고 사용자 만족도, 
업무 성과는 각각 0.397, 0.562으로 나타났다.

Table 3. Summary of Path Analysis
Hypo
Thesis Path Coeffi

cient S.E   t Resu
lt 

H1-1
Technological Advantage 

-> 
Use of OSS

.319** .088 3.620 A

H1-2
Technological 

Disadvantage -> 
Use of OSS

-.025 .075 .321 R

H2-1
Technological Advantage 

->
User Satisfaction 

.614** .060 9.440 A

H2-2
Technological 

Disadvantage -> 
User Satisfaction 

-.002 .073 .441 R

H3-1
Technical 

Competency -> 
Use of OSS 

.292* .108 2.828 A

H3-2 CEO’s Support ->
  Use of OSS .292* .107 2.966 A

H4-1
Customers’ 
Interest ->

Use of OSS
-.064 .081 .693 R 

H4-2 Competition ->
Use of OSS .000 .081 .005 R

H5 Use of OSS ->
Performance .438** .082 .505 A

H6 User 
Satisfaction->Performance .438** .095 4.833 A

* : p <.05, **: p< .01
A: Accept, R: Reject

경로 분석 결과 유의확률 .05 수 에서 H1-1의 기술
 혜택과 오 소스 활용의 계는 유의하 다 ( B= 

0.319,  p<0.001). 이는 오 소스 소 트웨어가 가져다

주는 기술  혜택은 오 소스 소 트웨어 활용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H2-1에서 제시된 오 소스 소 트웨어가 주는 기술

 혜택과 사용자 만족도의 계는 두 변수 간의 경로계

수 값이 0.614(t=9.440)으로 p<0.001 수 에서 통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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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오 소스 소 트웨어가 

가져다주는 기술  혜택은 오 소스 사용자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리고 H3-1의 내부기술역량과 오 소스 활용의 계 

(B=0.292(t=3.620), p<0.01)와 H3-2의 경 진 심과 오

소스 활용의 계는 (B=0.292(t=3.620), p<0.01) 통계 으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조직의 기술역량이 뛰어날
수록, 경 진의 심이 높을수록 오 소스 소 트웨어 활

용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한, H5에서 제시된 오 소스 소 트웨어와  활용도

의 계는 두 변수 간의 경로계수 값이 0.438(t=5.505)으
로 p<0.001 수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오 소

스 소 트웨어 활용도가 높을수록 업무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H6의 사용자 만족도와 업무 성과의 계

는 두 변수 간의 경로계수 값이 0.438(t=4.833)으로서 
p<0.001 수 에서 유의하 다. 따라서 오 소스 소 트

웨어 사용자 만족도가 높을수록 업무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5. 결론 

5. 1 연구 결과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주목 은 첫째, 소 트웨어 연구개발 과정

에서 오 소스 소 트웨어를 활용하게 하는 요인을 오

소스 소 트웨어의 기술  요인, 조직  요인  환경  

요인으로 나 어 알아보고 둘째, 오 소스 소 트웨어의 

활용이 소 트웨어 개발자들의 개인  성과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 다.
가설 검증을 통해 오 소스 소 트웨어가 가져다주는 

기술  혜택은 오 소스 소 트웨어의 활용도와 사용자 

만족도에 향을 주는 반면, 기술  험은 오 소스 소

트웨어의 활용도와 사용자 만족도에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소 트웨어 연구개발의 경

험을 가진 기술 능력이 비교  높은 개발자를 상으로 

수행된 연구이다. 개발자들은 오 소스 소 트웨어의 활

용에서 생길 수 있는 기술  험은 소스코드가 공개되

어 있는 오 소스 소 트웨어의 특징을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술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  

험보다는 활용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비용혜택, 민첩
성, 유지보수성 등의 혜택에 더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된

다. 이는 [35]의 연구에서 오 소스 소 트웨어 도입과 

활용에 한 산업계 반응 수 을 분석한 결과, 조사 상 

기업들은 오 소스 소 트웨어로부터 기 하는 상  

이 보다는 애 리 이션의 부족, 빈약하고 체계 이지 

못한 문서, 불확실한 개발 로드맵 등과 같은 단 에 더 

반응한다는 결과와 상반되는 연구결과를 보인다, 이는 
기술 능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 사용자를 상으로 수행

했다는 에서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고 추정

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던 오
소스 소 트웨어에 한 부분의 연구가 사용자 는 

개발자의 상 구분없이 수행되고 있는데, 도입  활용
의 유형을 구분하고 활용의 주체를 명확히 해야 더욱 의

미있는 오 소스 소 트웨어에 한 연구가 될 수 있다

는 학문  시사 을 도출할 수 있다.
한 경 진 심과 조직의 기술 역량과 같은 조직  

요인은 오 소스 소 트웨어 활용도에 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경 자의 심과 지원이 오 소스 소

트웨어 활용에 정 인 분 기 형성에 유효한 수단이 

됨을 입증한 것이다. 그리고 오 소스 소 트웨어 활용

은 공개된 소스코드에 한 해석이 가능한 지식, 로그
래  스킬,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동반되어야 활
용 효과를 더할 수 있다([36]).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
듯이 오 소스 소 트웨어 활용 시 필요한 조직의 기술 

역량은 오 소스 소 트웨어 활용도에 큰 향을 미친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 트웨어 역량을 갖춘 조직은 

극 으로 오 소스 소 트웨어 활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 소스 소 트웨어 활용을 검토하고 있는 

조직은 소 트웨어 역량 검이 우선 으로 필요하다는 

실무  시사 을 제공한다.
반면, 고객사의 심과 경쟁 환경과 같은 환경  요인

은 오 소스 소 트웨어 활용도에 향을 주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고객사는 소 트웨어 내부에 활용되거나 

개발 과정에 활용되는 소 트웨어가 오 소스 소 트웨

어인지, 상용 소 트웨어인지에 상 없이 최종 결과물로 

단할 것이라는 이 향을 주지 않는 이유라고 추정

되며, 개발자의 오 소스 소 트웨어 활용은 경쟁사의 

기술이나 고객사의 심보다는 내부 으로 오 소스 소

트웨어를 분석하고 사용해본 경험이 훨씬 크게 오 소

스 소 트웨어의 활용에 향을  것이라고 단된다.
마지막으로, 오 소스 소 트웨어의 활용도  사용

자 만족도는 오 소스 소 트웨어를 활용하는 개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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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 업무 성과에 큰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 트웨어 개발 속도  개발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한 새로운 안으로서 오 소스 소 트웨어

를 활용한 소 트웨어 개발 근방법의 용을 고려하고 

있지만, 오 소스 소 트웨어의 험성으로 인해 망설이

고 있는 조직에 오 소스 소 트웨어의 활용이 개발자의 

업무 효율성, 생산성, 결과물의 품질  개발 기술 향상
에 정 인 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 소스 소 트웨어

의 활용을 통한 개발 근방법의 신을 극 으로 검

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실무  시사 을  수 있는 것으

로 단된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 을 가지고 있으며, 제시된 
한계  극복은 곧 향후의 연구과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연구조사 상을 오 소스 소 트웨어를 소

트웨어 연구개발 과정에 활용해 본 경험이 있는 개발자

를 상으로 하 지만, 개발하는 소 트웨어의 유형이나 

개발 경험에 따라 오 소스 소 트웨어 활용에 다른 견

해가 있을 수가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오 소스 소 트웨어 활용 경력

이나 소 트웨어 개발 경험  개발 소 트웨어의 성격 

등 표본을 더 세분화 하여 오 소스 소 트웨어 활용도 

 활용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소에 해 검증해 볼 필

요가 있다. 
둘째, 오 소스 소 트웨어에 한 연구  소 트웨

어 연구개발 과정에서 오 소스 소 트웨어가 활용되는 

경우에 한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므로 새로운 변수를 

측정하기 한 측정변수를 더 개발하여 그 타당성을 검

증해 볼 필요가 있다. 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직
인 향 한 측정해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오 소스 소 트웨어 활용성과 분석 시 개인  성과에 

한 향을 분석하는 수 에 그쳐 오 소스 소 트웨어 

조직의 활용의 성과를 부 측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활
용 조직의 성과, 더 나아가 개발 로젝트의 성과 측정을 

시도해 오 소스 소 트웨어 활용의 성과를 좀 더 심층

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 오 소스 소 트웨어 연구는 주로 오 소스 소

트웨어의 조직 내 도입과 사용, 그리고 확산이라는 사
용자 에서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
는 소 트웨어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개발자의 에서, 

소 트웨어 개발을 해 오 소스 소 트웨어를 활용하

는데 어떠한 요소들이 향을 주는지, 그리고 소 트웨

어 연구개발 과정에 오 소스 소 트웨어를 활용하는 것

이 개발자의 업무 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실

증 으로 검증한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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